
       SOZO MINISTRY AFTERCARE (사역 받은 후) 
 

주님과 동행의 삶 

SOZO 사역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를 누리며 계속된 자유함을 유지하므로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치유를 받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역도중에 사용된 여러 도구들에 대해 배우시며 그 

도구들을 일용하여 성도님의 생활에 옛 생활 모습과 옛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게 노력하십시오.  

사역도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및 치유를 일으킨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성도님에게 죄를 지었던지 해를 입혔던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사역도중에 사역팀에 적어준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받으셨다 믿습니다.  귀중한 

말씀들이니 주님과 동행하심에 일용하시고 또 주님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심에 일용하십시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은 계속 묵상하시므로 주님께서 행하신 내용들과 또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로 확실히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성도님의 정체성과 언약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러한 

말씀들은 따로 적어 시간 허락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공동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하여 성도님께서 신뢰하는 분들과 나누심이 믿음의 간증으로 중요하므로 

저희는 격려합니다.  간증하므로 신앙고백을 하고 옛 모습과 옛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서로 

격려하며 지켜주십시오.  현재 믿음의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 있지않으면 속히 참여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영적 격려와 감정적 격려를 좋은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많은 치유와 자유함을 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의지하던 잘못된 요소들이 

제거되었으므로 잠시 피곤함 및 몸이 나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니 

휴식을 취하시며 계속 위 사항들을 지키십시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든지 또는 영적 

전쟁이 더욱 심해졌다 생각되면 전문 상담인 또는 의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SOZO 사역 잠시 후 

많은 분들이 여러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사역의 활성화와 영적 성장을 느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며 이 기회로 더 더욱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존중하시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시며 공부하십시오.   만일 성경 공부시간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소홀히 하지 마시며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시고 

존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5:16-18 말씀을 생활화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